일하는 방식의 변화, 클라우드 도입에
발맞춘 네트워크 환경 혁신

“Fuji Television은 첨단 네트워크 환경을 구축하여,

30% 이상의 전력 및 공감 감축 뿐 아니라 전사적 업무
방식에 혁신을 가져왔습니다.”

Fuji Television은 1959년에 설립된 일본 도쿄를 거점으로 하는 TV 방송사입니다. 주 사업 분야는 방송, 미디어/콘텐츠, 도시

개발 및 관광입니다. Fuji Media Holdings의 자회사인 Fuji Television에는 1,300여 명의 직원이 근무합니다. Fuji Television
의 사명은 시청자에게 양질의 콘텐츠를 안정적으로 제공하는 것이며, 그 일환으로 VR(Virtual Reality) 프로젝트와 같이 방송
이외의 영역으로 확장하는 전사적 차원의 혁신 이니셔티브를 추진했습니다.
도전 과제

전사적 업무 수행 방식 개선

새로운 차원의 네트워크 인프라 필요

제작하여 공급하고 방송 이외의 비즈니스도 지원하는 전략을 가지고

유연한 네트워크 인프라를 구축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 회사의 네트

Fuji Television은 일하는 방식에 변화를 주는 한편, 우수한 컨텐츠를

있습니다. 다양한 업무 수행에 맞춰 운영 효율성을 제고할 방법을 모색
하고 있었습니다. 그에 따라 이미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클라우드
컴퓨팅의 사용을 한층 더 확대하려고 했습니다.

본격화될 클라우드 이니셔티브를 제대로 지원하기 위해 더 안전하고
워크 인프라는 한계에 봉착했습니다. 늘어나는 통신양을 감당하기에

는 대역폭이 부족했고, 사용자가 사내 어디서나 일할 수 있는 제반

환경이 갖춰지지 않았습니다. 네트워크상에서만 미비한 점을 해결하
려고 했기 때문에 관리가 복잡해지고 어려움이 가중되었습니다. 시스템

설계에 대한 해결책 없이 임시 방편을 마련해야 할 때가 많았고, 매번

방화벽과 회선을 추가하면서 운영 복잡성과 관리에 대한 부담이 늘어
났습니다.

클라우드 환경에 맞는 네트워크 설계, 전환 및 구축

Fuji Television은 기존 장비의 업데이트 만으로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고, 킨드릴(이전의 IBM 인프라스트럭처 서비스) 네트워크 서비스 팀과 함께
새로운 네트워크 인프라의 설계, 마이그레이션 및 구현 프로젝트에 착수했습니다.

킨드릴 솔루션

사용자 중심의 통신 시스템 구축

킨드릴은 기존 인프라를 분석한 다음 시스코 솔루션을 적용하여 네트

TV 환경을 고려한 마이그레이션 수행

이번 마이그레이션에서는 현대화된 TV 네트워크의 요구사항도 수용해야

워크를 설계하고 구축하는 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시스코 솔루션은

했습니다. Fuji Television은 일반 TV 프로그램 외에 인터넷 기반 뉴스

사용자 ID를 기준으로 연결을 제어하면서 사용자 기반 액세스 제어를

습니다. 이를 위해 킨드릴은 서버 및 클라이언트측 스위치를 마이그레이션

소프트웨어 정의 세그멘테이션을 통해 IP 주소가 아닌 특정 터미널 또는
실현합니다. 중앙에서 ID별로 정책을 관리하여 운영 워크로드를 줄이

는 동시에 대역폭 확장과 고가용성 네트워크 환경도 구현했습니다.

반복적인 프로젝트 검증과 지원

프로그램도 제공하기 때문에 가동 중단시간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했

하기 위한 2단계 전략을 마련했습니다. 그 결과, 마이그레이션으로 인한

가동 중단시간을 2시간 미만으로 최소화하면서 핵심 네트워크를 전환
하였습니다.

더 나아가 킨드릴은 철저한 검증 프로세스를 진행했습니다. 일찌감치 계획을 시작한 덕분에 솔루션 Go-Live 예정일보다 1년 먼저 기본 설계 및 종
합 테스트를 완수했습니다. 세심한 전략에 따라, 6개월간 여러 차례 검증을 거쳐 모든 태스크를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기대 효과

01

운영 편의성과 관리 능력 증진

02

강력히 향상된 보안,
30%이상의 전력과 공간 감축

네트워크 트랜스포메이션 이후 Fuji Television은 내부 운영이

보안도 획기적으로 향상되었습니다. 미디어 업계 종사자는 일반

PC를 맡겨 방화벽을 구성한 다음 회사 인트라넷의 일부만 액세스하는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로 인해 바이러스에 감염될 위험이 컸지만,

개선되었습니다. 예전에는 Fuji Television에서 공급업체에 스위치 및
것이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전문가가 아닌 사용자도 관리

페이지에서 손쉽게 정보를 수정하면서 연결을 제어할 수 있습니다.
그 덕분에 효율성이 향상되었고 관리 워크로드가 크게 줄어 들게
되었습니다.

회사라면 거의 이용하지 않을 게시판과 웹사이트에 액세스해야 할
새로운 네트워크에서는 인트라넷이 아닌 인터넷 액세스만 가능한

터미널을 구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더욱 강력하고 안전한 IT 보안

환경이 마련되었습니다. 아울러 최신 장비를 도입한 결과, 공간 및 전력
요구사항이 30% 이상 감소한 데 반해 성능은 향상되었습니다.

03 일하는 방식의 변화: 언제 어디서나 네트워크 액세스

새로워진 네트워크 인프라에서 업무 수행 방식이 크게 달라졌습니다. 외부 스튜디오에서 일하는 직원이 본사와 동일한 정책에 따라 네트워크에 연결하여
업무를 처리하는 것이 가능하고, 사내에서 개발한 IT 시스템을 전사적으로 활용하면서 더 우수한 편의성과 효율성의 이점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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